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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
 

 

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 

이사회 귀중         2022년 7월 14일 

 

 

 

본 감사인은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 (이하 “법인”)의 2020년 11월 5일부터 2022년 7월 

7일 까지 기간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기부금품 모집 및 사

용 명세서를 작성할 책임은 법인의 대표에게 있으며,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기부금품 

모집 및 사용 명세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명세서에 대한 의견을 

표명하는데 있습니다. 

 

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이 기준은 본 감

사인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서가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

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감사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

용명세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

 

동 명세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요구되는 보고를 위하여 
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법인의 회계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, 

단식부기를 원칙으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현금 수입 시점과 현금 지출 시점에 인식합니

다. 따라서 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 보고를 

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

 

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법인의 2020년 11월 5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기간의 기부

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법인의 회계규정 

및 단식부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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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. 띠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

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서에

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

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.

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52 

회 계 법 인 더 함 

대표이사  최 호 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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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서 

(모집기간: 2020.11.05 ~ 2022.06.30) 

(사용기간: 2020.11.05 ~ 2022.07.07) 

 

 

과    목 금    액 

Ⅰ. 모집액   445,253,980 

  1. 계좌 입금 후원금 46,457,440   

 2. 신용카드 등 PG 후원금 398,796,540  

  3. 현물 후원금 -   

Ⅱ. 사용액  445,253,980 

  1. 사업비 – 현금(주 3) 445,253,980  

  2. 사업비 – 현물(주 3) -  

  3. 모집비용(주 4) -  

Ⅲ. 잔액 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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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및 사용 명세서에 대한 주석 

(모집기간: 2020년 11월 05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) 

(사용기간: 2020년 11월 05일부터 2022년 07월 07일까지) 

 

 

1. 법인의 개요 

 

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(이하 “법인”)은 공익적 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

육성∙지원과 다양한 빈곤해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

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06년 9월 26일 설립된 

법인입니다. 

 

 

2. 기부금 모집의 개요 

 

법인은 온라인 기부플랫폼(곧장기부)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배송할 목적으로 

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하였으며,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

 

항 목 내 역 

모집목적 

온라인 기부플랫폼(곧장기부: 소셜커머스 활용 100%기부 프로젝트)을 통

해 지원 대상에게 필요한 물품 배송 

- 지원대상: 지역아동센터 아동 외 한부모 가정, 다문화 가정, 어린이병

원 환아, 장애인, 유기견, 노인 등 취약계층 전반 

모집방법 온라인(https://thedirectdonation.org) 모금 

모집기간 2020년 11월 05일 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

모집목표액 600,000,000원 모집금액 

• 현금:   445,253,980원 

• 현물:             0원 

• 합계:   445,253,980원 

사용기간 2020년 11월 05일 부터 2022년 07월 07일까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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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용액 

 

모집한 후원금을 사용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

(단위: 원) 

구분 사업명 모집액 사용액 법인 자부담(*) 합 계 

배분금 지역아동센터 341,021,880 30,133,328  371,155,208 

보육원 63,785,950 4,316,121  68,102,071 

유기동물보호소 16,583,450 1,801,558  18,385,008 

한부모가족 16,448,300 1,533,068  17,981,368 

어린이병원 5,970,900 375,721 6,346,621 

청소년부모 1,443,500 24,811  1,468,311 

합계 445,253,980 38,184,607  483,438,587 

(*) 기부금을 1원도 빠짐없이 100% 그대로 이웃에게 전달한다는 ‘곧장기부’ 취지에 따라 모집

액은 수혜자에게 100% 전달되고, 물품 배송비, 사업운영비, 가격상승분 등의 추가 비용을 모

두 사업주체인 법인이 부담한 금액입니다. 

 

 

4. 모집비용 

 

기부금품 모집금액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은 없으며, PG사 수수료 10,462,549원은 법인이 자부

담으로 지출하였습니다. 따라서, 기부금품 모집액 대비 모집비용 비율은 0%입니다. 

 

 

5




